
제 4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eritage 유산 31 overseas 해외의, 외국에

2 exhibition 전시회 32 as soon as ~하자마자

3 share 공유하다 33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하지 않을 수 없다

4 artwork 예술품 34 admire 존경하다

5 ancient 고대의 35
ink-and-water
painting

수묵화

6 select 선택하다 36 known as ~로 알려진

7 collection 수집, 소장품 37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8 include 포함하다 38 scenery 경치, 장면

9 gather 모으다 39 valley 계곡

10 display 전시하다 40 inviting 매력적인, 유혹적인

11 be known by ~에 의해 알려지다 41 almost 거의

12 pen name 필명 42 kindling 불쏘시개

13 occupation 지배, 강점기 43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14 inherit 물려받다 44 rescue 구조하다

15 massive 거대한 45 purchase 구입하다

16 fortune (큰) 재산 46 nearly 거의

17 decision 결정 47 ash (타고 남은) 재

18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48 so that ~하기 위해서

19 independence 독립 49 generation 세대

20 activist 활동가 50 appreciate 감상하다

21 keen 날카로운 51 impress 감명을 주다

22 insight 통찰력 52 gorgeous 멋진

23 guidance 지도, 안내 53 porcelain 도자기

24 conviction 확신, 신념 54 vase 꽃병

25 devote O to Ving
목적어를 ~하는데 헌신하

다, 몰두하다
55 celadon 청자

26 acquire 획득하다, 습득하다 56 inlaid
(나무, 금, 은 등을) 박아 넣

은

27 pride 자부심 57 crane (동물) 학

28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58 pleasant 기분 좋은

29 spirit 정신 59 shade 빛깔, 색조

30 destroy 파괴하다 60 encircle 둘러싸다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entire 전체의 91 precious 귀중한

62 stretch 뻗다 92 origin 기원, 유래

63 in search of ~를 찾아서 93 fundamental(명사) 기본

64 freedom 자유 94 designate 지정하다

65 offer 제공하다 95 commitment 헌신

66 refuse 거절하다 96 preserve 보존하다

67 part with 포기하다, 헤어지다 97 identity 정체성

68 magnificent 멋진, 웅장한, 거대한 98 harsh 가혹한

69 list(동사) 등재하다 99 period 기간

70 National Treasures 국보 100 regain 되찾다, 다시 얻다

71 in person 직접, 몸소 101 remain 남아있다

72 absolutely 정말로, 절대적으로 102 defend
지키다, 보호하다, 방어하

다

73 breathtaking 숨이 막히는 103 thanks to ~덕분에

74 original 처음의, 원래의 104 essential 필수적인

75 explain 설명하다 105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76 principle 원리, 원칙 106 private 사적인

77 at that time 그 때 당시 107 store(동사) 저장하다

78 colonial 식민지의

79 government 정부

80 intend 의도하다

81 get rid of 제거하다

82 forbid 금지하다

83 scholar 학자

84 arrest 체포하다

85 stop Ving ~하던 것을 멈추다

86 at all costs 무슨 일이 있더라도

87 obtain 얻다

88 hide-hid-hidden 숨기다

89 defeat
(상대를) 패배시키다, 이기

다

90 the rest 나머지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4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heritage 31 overseas

2 exhibition 32 as soon as

3 share 33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4 artwork 34 admire

5 ancient 35
ink-and-water
painting

6 select 36 known as

7 collection 37 depict

8 include 38 scenery

9 gather 39 valley

10 display 40 inviting

11 be known by 41 almost

12 pen name 42 kindling

13 occupation 43 fortunately

14 inherit 44 rescue

15 massive 45 purchase

16 fortune 46 nearly

17 decision 47 ash

18 influence 48 so that

19 independence 49 generation

20 activist 50 appreciate

21 keen 51 impress

22 insight 52 gorgeous

23 guidance 53 porcelain

24 conviction 54 vase

25 devote O to Ving 55 celadon

26 acquire 56 inlaid

27 pride 57 crane

28 represent 58 pleasant

29 spirit 59 shade

30 destroy 60 encircle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4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entire 91 precious

62 stretch 92 origin

63 in search of 93 fundamental(명사)

64 freedom 94 designate

65 offer 95 commitment

66 refuse 96 preserve

67 part with 97 identity

68 magnificent 98 harsh

69 list(동사) 99 period

70 National Treasures 100 regain

71 in person 101 remain

72 absolutely 102 defend

73 breathtaking 103 thanks to

74 original 104 essential

75 explain 105 found

76 principle 106 private

77 at that time 107 store(동사)

78 colonial

79 government

80 intend

81 get rid of

82 forbid

83 scholar

84 arrest

85 stop Ving

86 at all costs

87 obtain

88 hide-hid-hidden

89 defeat

90 the rest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main 31 private

2 arrest 32 conviction

3 essential 33 keen

4 insight 34 original

5 pride 35 obtain

6 vase 36 thanks to

7 store(동사) 37 regain

8 defeat 38 overseas

9 occupation 39 pen name

10 ancient 40 kindling

11 period 41 heritage

12 inherit 42 known as

13 as soon as 43 colonial

14
ink-and-water
painting

44 scholar

15 crane 45 share

16 preserve 46 select

17 appreciate 47 encircle

18 purchase 48 impress

19 freedom 49 absolutely

20 gorgeous 50 represent

21 fortune 51 nearly

22 celadon 52 independence

23 guidance 53 at all costs

24 fortunately 54 list(동사)

25 shade 55 breathtaking

26 magnificent 56 influence

27 devote O to Ving 57 in search of

28 gather 58 intend

29 depict 59 found

30 pleasant 60 inviting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남아있다 31 사적인

2 체포하다 32 확신, 신념

3 필수적인 33 날카로운

4 통찰력 34 처음의, 원래의

5 자부심 35 얻다

6 꽃병 36 ~덕분에

7 저장하다 37 되찾다, 다시 얻다

8
(상대를) 패배시키다, 이기

다
38 해외의, 외국에

9 지배, 강점기 39 필명

10 고대의 40 불쏘시개

11 기간 41 유산

12 물려받다 42 ~로 알려진

13 ~하자마자 43 식민지의

14 수묵화 44 학자

15 (동물) 학 45 공유하다

16 보존하다 46 선택하다

17 감상하다 47 둘러싸다

18 구입하다 48 감명을 주다

19 자유 49 정말로, 절대적으로

20 멋진 50 나타내다, 표시하다

21 (큰) 재산 51 거의

22 청자 52 독립

23 지도, 안내 53 무슨 일이 있더라도

24 다행스럽게도 54 등재하다

25 빛깔, 색조 55 숨이 막히는

26 멋진, 웅장한, 거대한 56 영향을 끼치다

27
목적어를 ~하는데 헌신하

다, 몰두하다
57 ~를 찾아서

28 모으다 58 의도하다

29 묘사하다, 그리다 59 설립하다, 세우다

30 기분 좋은 60 매력적인, 유혹적인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main 31 private

2 arrest 32 conviction

3 essential 33 keen

4 insight 34 original

5 pride 35 obtain

6 꽃병 36 ~덕분에

7 저장하다 37 되찾다, 다시 얻다

8
(상대를) 패배시키다, 이기

다
38 해외의, 외국에

9 지배, 강점기 39 필명

10 고대의 40 불쏘시개

11 period 41 heritage

12 inherit 42 known as

13 as soon as 43 colonial

14
ink-and-water
painting

44 scholar

15 crane 45 share

16 보존하다 46 선택하다

17 감상하다 47 둘러싸다

18 구입하다 48 감명을 주다

19 자유 49 정말로, 절대적으로

20 멋진 50 나타내다, 표시하다

21 fortune 51 nearly

22 celadon 52 independence

23 guidance 53 at all costs

24 fortunately 54 list(동사)

25 shade 55 breathtaking

26 멋진, 웅장한, 거대한 56 영향을 끼치다

27
목적어를 ~하는데 헌신하

다, 몰두하다
57 ~를 찾아서

28 모으다 58 의도하다

29 묘사하다, 그리다 59 설립하다, 세우다

30 기분 좋은 60 매력적인, 유혹적인

영어 1 능률(김성곤)



제 4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main 남아있다 31 private 사적인

2 arrest 체포하다 32 conviction 확신, 신념

3 essential 필수적인 33 keen 날카로운

4 insight 통찰력 34 original 처음의, 원래의

5 pride 자부심 35 obtain 얻다

6 vase 꽃병 36 thanks to ~덕분에

7 store(동사) 저장하다 37 regain 되찾다, 다시 얻다

8 defeat
(상대를) 패배시키다, 이기

다
38 overseas 해외의, 외국에

9 occupation 지배, 강점기 39 pen name 필명

10 ancient 고대의 40 kindling 불쏘시개

11 period 기간 41 heritage 유산

12 inherit 물려받다 42 known as ~로 알려진

13 as soon as ~하자마자 43 colonial 식민지의

14
ink-and-water
painting

수묵화 44 scholar 학자

15 crane (동물) 학 45 share 공유하다

16 preserve 보존하다 46 select 선택하다

17 appreciate 감상하다 47 encircle 둘러싸다

18 purchase 구입하다 48 impress 감명을 주다

19 freedom 자유 49 absolutely 정말로, 절대적으로

20 gorgeous 멋진 50 represent 나타내다, 표시하다

21 fortune (큰) 재산 51 nearly 거의

22 celadon 청자 52 independence 독립

23 guidance 지도, 안내 53 at all costs 무슨 일이 있더라도

24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54 list(동사) 등재하다

25 shade 빛깔, 색조 55 breathtaking 숨이 막히는

26 magnificent 멋진, 웅장한, 거대한 56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27 devote O to Ving
목적어를 ~하는데 헌신하

다, 몰두하다
57 in search of ~를 찾아서

28 gather 모으다 58 intend 의도하다

29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59 found 설립하다, 세우다

30 pleasant 기분 좋은 60 inviting 매력적인, 유혹적인

영어 1 능률(김성곤)


